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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애플리케이션 노트에서는 dsPIC30F 디지털 신호 컨
트롤러(DSC)에서 정현파 전류를 제어하여 센서형 영
구자석 동기모터(PMSM)을 구동하는 방법에 대해 설
명합니다. 모터 제어 펌웨어는 dsPIC30F의 주변장치
를 사용하며, 산술연산은 DSP 엔진에서 실행합니다.
펌웨어는 C 언어로 작성되어 있으나 일부 dsPIC30F의
특별한 DSP 연산 기능을 이용하기 위한 서브루틴을 어
셈블리로 기술하였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의 특징
• 공간 벡터 변조(SVM)를 사용하여 PMSM 모터의
위상 제어용으로 정현파 전류를 생성
• 정현파 전압과 PMSM 모터의 위치를 동기화
• 4상한(Four-quadrant) 연산에 따라 정전
(forward), 역전(reverse) 및 브레이크 동작 가능
• 디지털 PID(Proportional Integral Derivative) 제어
에 따른 클로즈드 루프 속도 조정
• 진상(phase advance) 동작에 따른 속도 범위의
확대
• 소수의 산술 연산을 dsPIC® DSC의 DSP 엔진에
서 실행

디지털 신호 컨트롤러에 의한 모터 제어

이 제품군 중 dsPIC30F2010은 특히 낮은 비용과 높은
효율을 갖는 모터 제어 애플리케이션용으로 설계된 28
핀 16비트 DSC 입니다. dsPIC30F2010의 주요 장점
은 아래와 같습니다.
• 30 MIPS 처리 성능
• 6개의 독립된(또는 3개의 상보형 쌍) 전용 모터
제어 PWM 출력
• 6개의 입력, 최대 4개의 입력으로부터의 동시 샘
플링 기능을 갖춘 1 Msps ADC
• 다수의 시리얼 통신: UART, I2C™, SPI
• 임베디드 제어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한 소형 패키
지(6 mm x 6 mm QFN)
• 제어 루프에서의 고속 응답을 가능하게 하는 DSP
엔진

하드웨어 요건
여기서 설명하는 모터 제어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하려
면 아래 하드웨어가 필요합니다.
• PICDEM™ MCLV 개발 보드 (그림 1)
• Hurst 사의 DMB0224C10002 BLDC 모터
• 24 VDC 전원
이들 하드웨어는 키트 방식으로, 또는 개별 부품 단위
로 Microchip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주문 정보에
대해서는 Microchip 웹사이트의 개발 툴 섹션을 참조하
십시오.

그림 1:

PICDEM™ MCLV 개발 보드

모터 제어 제품군은 AC 유도 모터(ACIM), DC 브러시
모터(BDC), 브러시리스 DC 모터(BLDC), 영구자석 동
기 모터(PMSM) 등 다양한 일반적인 모터를 제어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이전까지 dsPIC30F 모
터 제어 제품군 기반의 애플리케이션 노트로서 ACIM 의
동작에 관한 문서(AN984, AN908, GS004)나 브러시
리스 DC 모터의 제어 조작에 관한 문서(AN901,
AN957, AN992)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들 애플리케
이션
노트는
Microchip
웹사이트(www.microchip.com)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이 애플리케이션 노트에서는 dsPIC30F2010을 사용하
여 센서형 PMSM 모터를 정현파 전압으로 제어하는 방
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설계에는 dsPIC30F의 주변장
치 중에서도 특히 모터 제어용으로 적합한 모터 제어 펄
스 폭 변조(MCPWM)와 고속 ADC(아날로그-디지털
컨버터)를 사용합니다. dsPIC30F2010의 DSP 엔진
은 여기서 필요한 고속 산술 연산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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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애플리케이션 노트에서 사용하는 하드웨어 토폴로
지를 완벽히 이해하려면 “PICDEM™ MCLV Development Board User’s Guide” (DS51554)를 읽으실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이 사용자 가이드는 Microchip 웹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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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는 정현파에 의한 PMSM 모터 제어 애플리케이
션의 시스템 블록 다이어그램을 간략히 나타낸 것입니
다. 하드웨어를 스스로 개발하시는 경우 이 그림을 참
조하십시오.

하한 전압은 10V이며 상한 전압은 48V입니다. IGBT
의 히트싱크는 방열 능력이 그렇게 높지 않으므로 PICDEM™ MCLV 개발 보드에서는 대전류 요건을 충족하
는 것이 어렵다는 것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그림 2:

이 애플리케이션에서 PICDEM™ MCLV 개발 보드를 사
용하려면 점퍼를 표 1과 같이 설정하고, 모터를 표 2 및
표 3과 같이 연결합니다.

시스템 블록 다이어그램

dsPIC30F2010
PWM3H
PWM3L

Phase A

PWM2H

3-Phase
Phase B
Inverter
Phase C

PWM2L

3-Phase
PMSM
Motor

표 1:

PWM1H

PICDEM™ MCLV 개발 보드의
점퍼 설정
Position for Sinusoidal
Control (dsPIC® DSC
Sensored)

Jumpers

PWM1L
AN1
R14

AN2

RC14

Reference
Speed
S2

IBUS

J7, J8, J11

Open

R26

J12, J13, J14

Open

J15, J16, J17, J10

Open

J19

Short

+5V

Start/Stop
RB3/CN5
RB4/IC7
RB5/IC8

Hall A R21

R24 R23 R20

Hall B R22

• 포텐셔미터 R14에서 원하는 속도(레퍼런스 속도
)를 선택
• RB3, RB4, RB5 핀에 연결된 홀 효과 센서에서 로
터 위치를 검출
• 간단한 연산 증폭기 회로를 통한 전류 피드백
• 전류 피드백 회로에 연결된 비교기 회로로부터 폴
트 입력을 수신, 0.1Ω의 저항(R26)을 사용하여
전류를 감지
저항값은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는 모터의 전류 능
력을 합해 손쉽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모터
구동 회로는 24V PMSM 모터를 구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개별 모터의 구동 요건을 만족하려면 하드웨
어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24V 이외의 모터용으로 하드웨어를 변경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PICDEM™ MCLV
Development Board User’s Guide”
(DS51554)를 참조하십시오.

모터 권선의 연결 *

Connector J9

Hall C R25

이 토폴로지에는 아래 주요 장점들이 있습니다:

Note:

표 2:

Position for Sinusoidal
Control (dsPIC® DSC
Sensored)

M3

Phase A (White)

M2

Phase B (Black)

M1

Phase C (Red)

G

Ground (Green) if available

표 3:

홀 센서의 모터 연결 *

Connector J9
+5V

Position for Sinusoidal
Control (dsPIC® DSC
Sensored)
Red

GND

Black

HA

White

HB

Brown

HC

Green
*

표 2 및 표 3에 각각 표시된 모터 권선과 홀
센서의 컬러 표기는 Microchip에서 제공하
는 Hurst 사의 24V 모터에 한한 것입니다.
모터에 따라서는 그라운드 선이 없는 경우
가 있습니다.

코드를 작성하고 dsPIC30F에 다운로드한 뒤, 스위치
S2를 누르면 모터가 회전/정지합니다. REF라고 기
재된 포텐셔미터(R14)가 모터의 목표 속도와 회전방향
을 결정합니다. 모터는 정지하지 않더라도 회전방향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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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PICDEM™ MCLV 개발 보드를 통한
dsPIC30F2010 프로그래밍
dsPICDEM MCLV 개발 보드에서는 dsPIC30F2010의
인-서킷 프로그래밍이 가능합니다. 프로그래밍에는
DIP 스위치 S4를 PRGM의 위치로 설정합니다. 프로
그래밍이 완료되면 이 DIP 스위치를 DEBUG 위치로 설
정한 코드를 실행합니다. 디버거로서 IDC2를 PICDEM™ MCLV 개발 보드에 연결하는 경우에는 커넥터
J6을 사용합니다. MPLAB® ICD 2를 디버거로 사용하
는 경우에는 RJ11 케이블을 보드(J6)에 연결합니다.
MPLAB ICD 2를 프로그래머로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품 프로그래밍 시에만 RJ11 케이블을 연결하고, 일
반 프로그래밍 실행 시에는 케이블을 제외합니다.
PICDEM™ MCLV 개발 보드 상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동
작시키려면 아래와 같이 구성합니다.
오실레이터 소스:

주 오실레이터

주 오실레이터 모드:

XT (16배 PLL)

통신 채널 선택:

EMUC2 및 EMUD2

그 외 설정은 필요에 따라 유효 또는 무효로 하거나, 애
플리케이션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전 지식
BLDC 모터는 크기가 작고 제어가 쉬우며 효율이 높기
때문에 많은 소비자용 디바이스나 산업용 애플리케이
션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오토모티브 애플리케
이션에도 벨트 및 유압 시스템의 절감, 고기능화, 연비
향상 등의 목적으로 BLDC 모터를 사용하는 경우가 늘
고 있습니다. 공작기계나 저 노이즈 팬 애플리케이션 등
고성능 애플리케이션에서는 매끄러운 토크를 생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낮은 토크 리플과 조용한 동작이 필요한 경우, BLDC 모
터는 스테퍼 권선이 비정현파 분포로 존재한다는 것이
큰 단점이 됩니다. 비정현파의 권선 분포를 갖는 BLDC
모터에서는 그림 3과 같이 사다리꼴(trapezoidal)의 역
기전력이 발생합니다. 사다리꼴의 역기전력을 갖는
BLDC 모터는 모터의 각도 위치에 동기된 단형파 전압
(square voltage)으로 구동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제어 방법은 6단계 정류라고 불립니다.

그림 3:

사다리꼴 파형의 역기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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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DC 모터의 모터 권선은 사다리꼴 파형 분포이므로
생성되는 전류도 사다리꼴이며, 모터 동작 시 토크 리
플이 발생합니다. 이 토크 리플에 의해 속도가 작게 발
진하며 가청 대역의 노이즈가 발생합니다. 반면 영구자
석 동기 모터(PMSM)라고 불리는 정현파 역기전력
BLDC 모터에서는 정현파 전류를 얻을 수 있으므로 토
크 리플이 작아이며 가청대역의 노이즈가 최소화됩니
다. 그림 4는 정현파 권선 분포 모터에서 얻을 수 있는
정현파 역기전력의 전압을 나타냅니다.

그림 4:

정현파 역기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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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애플리케이션 노트에서는 3개의 홀 효과 센서를 사
용한 정현파 역기전력 3상 PMSM 모터를 사용하는 것
으로 가정합니다.

6단계 정류에 대해서는 이미 기본 지식이 있다고 전제
하고 있으므로, 이 애플리케이션 노트에서는 상세히 서
술하지 않습니다. 6단계 정류에 따른 BLDC 모터의 조
작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Microchip의 아래 애플리
케이션 노트를 참조하십시오.
• AN857 “Brushless DC Motor Control Made Easy”
(DS00857)
• AN957 “Sensored BLDC Motor Control Using
dsPIC30F2010” (DS00957)
BLDC 모터의 기본적인 동작 원리를 포함한 입문 정보
에 대해서는 AN885 “Brushless DC (BLDC) Motor
Fundamentals” (DS00885)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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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를 사용한 BLDC 모터의 동작
모터의 정류를 정확히 실행하려면 전기 사이클 내에서
의 절대 위치를 측정하여야 합니다. 로터의 위치 정보
는 3개의 홀 효과 센서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이들
센서는 1회의 전기 사이클에서 6개의 서로 다른 로직
상태를 생성하도록 스테이터를 따라 분산되어 배치됩
니다. 전기 사이클 수와 기계적 회전 수의 비는 모터의
극 쌍 수에 의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이 애플리케이
션 노트에서 사용하는 모터에는 5개의 극 쌍이 있으므
로, 1회의 기계적 회전에는 5회의 전기 사이클이 필요
합니다. 기존의 여자(energization) 방식(6스텝 정류
)의 경우 1 전기 사이클에 대해 동일한 간격으로 6회의
정류가 필요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3개의 홀 효과 센
서 또는 광학 스위치를 사용하여 로터 상에 적절한 디스
크를 배치하여 실행합니다. 연속적인 위치 정보는 필요
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정류 인스턴스를 검출하는 것만
으로 충분합니다. 그림 5는 3개의 센서로부터의 출력
과, 각각에 대응하는 모터 권선의 구동 전압을 나타냅
니다.

그림 5:

사다리꼴 BLDC 모터의
6단 계 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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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보면, 특정 섹터에서의 전압은 새로운 모터 위치
또는 홀 효과 센서의 조합이 검출될 때까지 변화하지 않
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애플리케이션 노트에서 설명
하는 방법에서는 6단계 정류와 마찬가지로 3개의 홀 효
과 센서에서 로터 위치를 검출합니다. 단 단형파가 아
니라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정현파 전압이 생성됩니다.
이 효과로 얻어지는 정현파 전압은 그림 6과 같습니다
. 이 그림에서는 위상 전압과 3개의 홀 효과 센서의 관
계를 나타냅니다. 정현파 전압의 진폭 크기에 따라, 일
정한 기계적 부하에 대한 모터의 속도가 결정됩니다.

그림 6:

정현파 BLDC 모터에서
생성되는 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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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PIC30F DSC를 사용한 PMSM 모터의 정현파 제어
정현파 전압 제어의 구현

효과 센서의 정보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
하여 로터에 대한 정현파 전압의 위치 정렬을 유지합니
다.

그림 7은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블록 다이어그램
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모터 동작 중에는 Reference
Speed(목표 속도)로부터 Measured Speed(계측 속
도)를 빼서 얻어지는 편차를 PID 컨트롤러로 처리하여
, 정현파의 진폭을 생성합니다. Reference Speed는 외
부 포텐셔미터에 의해 설정되며 Measured Speed는 홀
표과 센서로부터 얻어집니다.

이 애플리케이션 노트의 다음 섹션에서는 이 소프트웨
어 블록 다이어그램을 참조하여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먼저 메인 스테이트 머신(Main
State machine)의 설명부터 시작합니다. 메인 스테이
트 머신은 글로벌 변수를 사용하여 다른 모든 소프트웨
어 블록과 연동합니다. 다음으로 속도 계측(Reference
Speed 및 Measured Speed)에 대해 설명한 후, PID 컨
트롤러의 소프트웨어 구현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집니
다. 여기서는 PID 제어의 기초에 관해서도 간단히 설명
합니다.

진폭(Amplitude)을 얻게 되면 정현파 생성에는 이제 2
개의 추가 파라미터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정현파의 주
기(Period)이며 ,이는 홀 효과 센서 중 하나로부터 얻
을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위상(Phase)으로, 이는
속도 범위의 요건 및 홀 효과 센서로부터 얻을 로터 위치
에 따라 진상(Phase Advance)에 따라 계산됩니다.

그 다음에는 3상 정현파를 생성하기 위한 파라미터 계
산에 대해 설명합니다. 여기서는 먼저 로터 셀렉터와 진
상의 계산에 대해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Amplitude,
Phase, Period를 파라미터로 하여 공간 벡터 변조에 의
해 정현파 전압을 생성하는 방법에 관해 설명합니다.

변수 Amplitude는 모터 전류와 이에 의해 생성되는 토
크 양을 설정합니다. 속도가 증가하면 이에 따라 토크
도 증가합니다. 속도 제어 루프는 Amplitude만 제어합
니다. Phase Advance블록으로부터의 Phase 값은 홀

그림 7:

소프트웨어 블록 다이어그램

dsPIC® DSC Soft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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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tion
Phase

Duty
Cycles

3-Phase
Voltages

MCPWM

10-Bit A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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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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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ult

Measu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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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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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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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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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c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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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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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PIC30F DSC를 사용한 PMSM 모터의 정현파 제어
메인 스테이트 머신
그림 8에 표시된 상태 다이어그램에서는 각각의 인터럽
트(굵은 선으로 표시)와 모터 제어 소프트웨어의 연동
을 나타냅니다. 파워-온 리셋 시에 소프트웨어는 모든
소프트웨어 변수를 초기화하고, 모든 주변장치를 애플
리케이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에이블(enable) 합니
다. 변수와 주변장치가 초기화된 후 소프트웨어는
Motor Stopped(모터 정지) 스테이트에 들어가며, 외
부 푸시 버튼(S2)이 눌러져 Start 커맨드가 실행될 때
까지 이 상태로 멈춥니다.
S2를 누르면 RunMotor() 서브루틴이 호출되며 이 서
브루틴의 최초 처리(ChargeBootstraps())가 실행
됩니다. 인버터 최로는 상단과 하단의 디바이스에 대해
N 채널 MOSFET을 사용합니다. 부트스트랩 회로는 상
단 디바이스의 게이트 구동용으로 부동전압 소스를 생
성합니다. 상단 디바이스를 확실히 ON으로 할 수 있도
록 부트스트랩의 전원전압은 인버터의 전압 레벨보다
15V 크게 할 수 있습니다. 모터를 동작시키기 전에 처
음으로 모터를 여자(energization)할 때에는 매회
ChargeBootstraps() 서브루틴을 실행하여 부트스
트랩 캐패시터를 충전하여야 합니다. ChargeBoot-

표 4:

straps() 서브루틴은 하단의 트랜지스터를 10 ms간
턴-온 하여 이들 캐패시터에 충분한 전압을 인가한 후
, 출력 제어를 PWM 모듈로 전달합니다.
다음으로 모터 제어용 변수가 초기화됩니다. 다음으로
PID 속도 컨트롤로로 사용되는 PID 계수, 누적오차, 컨
트롤러 출력 등 각 변수가 초기화됩니다. RunMotor()
서브루틴에서는 타이머 카운터도 0으로 초기화되며,
홀 효과 센서의 주기를 캡처하기 위한 변수도 초기화됩
니다. 이 서브루틴 최후에 인터럽트 플래그가 클리어되
며, 인터럽트가 인에이블 됩니다.
RunMotor() 서브루틴에서 변수가 초기화되면 스테이
트 머신 내의 다른 모든 동작은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ISR)에 따라 실행됩니다. 표 4는 인터럽트 서비스 루
틴의 종류와 이들이 호출하는 타이밍 및 각 ISR에서 실
행되는 처리의 간단한 내용을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모터 동작 중에 S2가 눌러지면 StopMotor() 서브루
틴에 의해 모든 인터럽트가 디스에이블되며 모터가 정
지합니다.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요약
Interrupt

When Called

Operations Performed

A/D

20 kHz

• Reads new Reference Speed value from AN2

PWM

20 kHz

• Generates sine wave using SVM

T1

1 kHz

•
•
•
•

CN5

Every Hall A transition

• Calculates rotor position
• Determines rotor mechanical direction
• Synchronizes sine-wave pointer to rotor position

IC7

Every Hall B transition

•
•
•
•

IC8

Every Hall C transition

• Calculates rotor position
• Determines rotor mechanical direction
• Synchronizes sine-wave pointer to rotor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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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es PID control
Calculates Phase Advance
Provides Motor Stalled protection

Calculates rotor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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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ures Hall transition timing using 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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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DSPIC30F DSC를 사용한 PMSM 모터의 정현파 제어
속도 계산

계측 속도의 계산
모터의 실제 속도는 홀 효과 센서의 하나(Hall B)로부
터 계산됩니다. 이 계산에는 Input Capture 채널(IC7
입력 핀)을 사용하며, 홀 효과 센서 B의 2개 연속된
전이(transition)간 시간을 측정합니다. 그림 9의 타이
밍 다이어그램은 홀 효과 센서 B의 전이간 시간을 측정
하기 위한 캡처 이벤트, 그리고 2개의 연속된 캡처 값
을 보존하기 위한 변수를 나타냅니다. 또한 이 그림에
는 5극 쌍 모터의 기계적 회전 각도도 플롯(plot)되어
있으며, 홀 효과 센서 B의 신호와 실제 기계적인 움직
임 사이의 관계도 알 수 있습니다.

레퍼런스 속도의 계산
변수 Reference Speed(그림 7 참조)는 ADC(AN2 입
력 핀)를 사용하는 A/D 인터럽트에 의해 읽기 됩니다.
ADC는 PMW 주파수 레이트(이 애플리케이션에서는
20 kHz)에서 인터럽트를 생성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
다. A/D ISR의 경우 A/D 변환 버퍼는 부호형 소수점 형
식으로 RefSpeed 변수에 카피됩니다. 이 변수는 -1.0
~ 0.99997 범위 내에서 목표 속도를 실현합니다. 표 5
는 이 변수의 최소값과 최대값, 그리고 이 애플리케이
션 노트에서 사용되는 모터에 대한 각각의 값을 해석하
여 나타낸 것입니다.

표 5:

레퍼런스 속도 계산 예제
RefSpeed Variable
Hex Value

Fractional Value

Desired Speed in RPM

Min Value

0x8000

-1.0

6000 RPM Reverse

Max Value

0x7FFF

0.99997

6000 RPM Forward

그림 9:

홀 센서 B와 모터의 기계적 위치와의 관계

PastCapture = IC7BUF

ActualCapture = IC7BUF
Electrical Degrees

0

180

0

180

0

36

72

108

0

180

0

180

0

180

0

144

180

216

252

288

324

360

HALL B

Motor Position
(Rotor Angle)

Mechanical Degr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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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PIC30F DSC를 사용한 PMSM 모터의 정현파 제어
연속된 2개의 전이간 시간을 저장하는 변수는 Period
라고 불리며, Timer 1 ISR로 계산됩니다. 이 ISR은
1ms마다 발생하며 속도 컨트롤러를 실행합니다. 모터
의 실제 속도는 아래 식으로 계산합니다.
Period = ActualCapture – PastCapture
여기서 ActualCapture와 PastCapture에는 그림 9
와 같이 홀 효과 센서 B의 연속된 2개의 전이에 관한 시
간 정보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Period는 정현파의 생
성에 사용할 포인터의 스텝 사이즈를 계산하기 위해 사
용합니다. 이는 생성된 정현파 전압을 홀 효과 센서의
정보와 비교하여 동일한 주파수로 하여야 하기 때문입
니다.
Speed의 계산에는 아래 식을 사용하여 Period(홀 효
과 센서의 2개 전이 간의 시간)를 MeasuredSpeed(
계측 속도)로 변환합니다.
MINPERIOD
MeasuredSpeed = FractionalDivide  -----------------------------------

Period 

표 6:

MINPERIOD =

=

(Timer 1 Input Clock) x 60
(Max Speed in RPM) x (Motor Poles)
(20 MHz/64) x 60
6000 RPM x 10

= 312
표 6은 PastCapture와 ActualCapture에 저장된
입력 캡처 값으로부터 계산된 속도(MeasuredSpeed)
의 예를 나타냅니다.
MeasuredSpeed의 값에는 홀 효과 센서 인터럽트에서
계산된 CurrentDirection에 따라 부호가 붙여집니
다. CurrentDirection은 홀 효과 센서의 연속된 2
개의 조합(또는 연속된 2개의 섹터)에 기반하여 계싼
됩니다. 모터가 정전(CW)하는 경우 MeasuredSpeed
의 값은 정(positive)입니다. 모터가 역전(CCW)하는
경우에는 MeasuredSpeed의 값이 부(negative)의 값
으로 변환됩니다.

계측 속도의 계산 예제

ActualCapture
0x0000

MINPERIOD는 홀 효과 센서에서 검출된 속도가 최대값
6000 RPM일 때 소수값 0.99997이 나오도록 계산되는
정수값입니다. MINPERIOD의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
다:

PastCapture

Period

0xFEC7

0x0139

MeasuredSpeed
Hexadecimal

Fractional

RPM

0x7F97

0.99679

5990.4

0x2000

0x1D8E

0x0272

0xFCB

0.49838

2995.2

0x4000

0xC5EE

0x7A12

0x0147

0.00998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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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D 속도 컨트롤러
PID 속도 컨트롤러는 1 ms마다 T1 인터럽트(Timer 1
ISR)로 실행됩니다. 이 서브루틴은 SpeedControl()
라고 불리며, 부호형 소수 형식의 레퍼런스 속도 (RefSpeed)와 모터의 실제 속도(MeasuredSpeed) 양쪽을
사용합니다. RefSpeed로부터 MeasuredSpeed를
추출하여 속도의 편차(Error)를 구하고, 이에 기반하
여 모터의 속도를 올리거나 내릴 것을 결정합니다. 모
터를 원활하게 동작시키기 위해 편차 값을 PID(비례,
적분, 미분) 성분으로 분해하여 합성 출력을 구하고,
이를 사용하여 속도 편차의 보상을 실행합니다.
PID 컨트롤러의 구현에는 dsPIC DSC의 MAC 명령을
이용하여 높은 실행속도를 실현합니다. 컨트롤러의 출
력(ControlOutput)을 구하는 식에서는 최후 3회의
T1 인터럽트에서 보존된 3개의 편차 값(ControlDifference[0], ControlDifference[1], ControlDifference[2])과
3개의
PID
계수
PIDCoefficients[1],
(PIDCoefficients[0],
PIDCoefficients[2])를 사용합니다. 이는 아래 식
과 같습니다:
ControlOutput = ControlOutput
+ ControlDifference[0] x PIDCoefficients[0]

이 PID의 구현에는 MAC 명령, MAC 명령 실행 시의
dsPIC DSC의 자동 포화 기능을 사용합니다. PID 게인
을 조정할 때 PID 계수의 최대값을 회피하는 것은 사용
자의 책임입니다. 이들 값은 소수값을 표현하며, 아래
범위의 값으로 하여야 합니다:
Kp + Ki + Kd

<

0.9999 (0x7FFF)

-Kp – 2*Kd

>

-1.0(0x8000)

Kd

<

0.9999(0x7FFF)

그림 10은 SpeedControl() 함수의 실행 방법을 플로
우 차트로 표시한 것입니다.
Required_Direction는 PID 컨트롤러 출력(ControlOutput)의 부호로부터 얻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모
터의 회전 방향을 CW로 할지 CCW로 할지 소프트웨어
에 알리게 됩니다. 아래의 예제 코드는 요청에 따라 모
터의 회전 방향을 소프트웨어로 계산하는 방법을 나타
냅니다.
// ControlOutput determines the motor
// required direction
if (ControlOutput < 0)
Required_Direction = CCW;
else
Required_Direction = CW;

+ ControlDifference[1] x PIDCoefficients[1]
+ ControlDifference[2] x PIDCoefficients[2]
표 7은 PID 제어 변수의 간단한 설명을 나타냅니다.

표 7:

PID 제어의 변수
Variable

Description

ControlOutput

The output of the controller in 16-bit signed fractional format

ControlDifference[0]

Most recent calculated speed error (RefSpeed - MeasuredSpeed)

ControlDifference[1]

Speed error in the previous T1 ISR (1 ms old)

ControlDifference[2]

Speed error before ControlDifference[1] (2 ms old)

PIDCoefficients[0],
PIDCoefficients[1] and
PIDCoeffients[2}

Modified PID coefficients from regular PID form to filter-like PID implementation:
PIDCoefficients[0] = Kp + Ki = Kd
PIDCoefficients[1] = -Kp - 2Kd
PIDCoefficients[2] = Kd

DS01017A_KR-page 10

 2019 Microchip Technology Inc.

DSPIC30F DSC를 사용한 PMSM 모터의 정현파 제어
그림 10:

속도 제어 플로우 차트

SpeedControl()

Initialize Pointers to Controller Variables

Calculate most recent Error and store at

ControlDifference[0]

Load Accumulator with last

ControlOutput

MAC (ControlDifference[0] x PIDCoefficients[0]

(ControlDifference[1] x PIDCoefficients[1]
(ControlDifference[2] x PIDCoefficients[2]

Save old Errors in ControlDifference[] array

Yes
New ControllerOutput<0>

Required Direction = CCW

No
Required Direction = CW

Save old Errors in ControlDifference[] array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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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01017A_KR-page 11

DSPIC30F DSC를 사용한 PMSM 모터의 정현파 제어
PID 배경 지식

PID 게인의 조정

컨트롤러의 자세한 내용은 이 애플리케이션 노트의 목
적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생략합니다. 단, 여기서는 PID
의 동작 기초에 대해 간단히 설명합니다.

PID 컨트롤러의 P 게임은 전체적인 시스템 응답을 설정
합니다. 컨트롤러를 최초로 튜닝할 때 I 게인과 D 게인
을 제로로 설정합니다. 이제 과도한 오버슈트나 발진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목표로 하는 변화값에 시스템
이 올바르게 응답할 때까지 P 게인을 늘려갈 수 있습니
다. P 게인 값을 작게 하면 시스템 제어가 '느슨해' 지
며, P 게인 값을 크게 하면 '타이트한' 제어가 됩니다.
이 시점에서는 시스템이 목표값으로 수렴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PID 컨트롤러는 클로즈드 제어 루프에 의한 편차 신호
에 응답하며, 피제어량을 조정함으로써 원하는 시스템
응답을 달성하고자 시도합니다. 제어 대상이 되는 파라
미터는 속도, 토크, 자속 등의 측정 가능한 시스템 양입
니다. PID 컨트롤러의 장점은 하나 또는 복수의 게인값
을 조정하여 시스템 응답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에 따라
, 컨트롤러를 경험론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것에 있습
니다.
디지털 PID 컨트롤러는 주기적인 샘플링 간격으로 실행
됩니다. 시스템을 적절히 제어하려면 컨트롤러의 실행
빈도가 충분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 조건이 됩니다. 제
어 대상인 파라미터의 실제 측정값으로부터 목표값을
뺀 것이 편차 신호가 됩니다. 편차 신호는 제어 입력에
필요한 변화의 방향을 나타냅니다.
컨트롤러인 P(비례) 항은 편차신호를 P 게인에 곱한 것
으로, 이에 따라 편차의 크기 함수로서의(즉 편차의 크
기에 비례함) 제어 응답이 PID 컨트롤러로부터 출력됩
니다. 편차 신호가 커짐에 따라 컨트롤러인 P 항도 커지
며, 큰 보정량이 출력됩니다. 시간에 따라 P항의 효과
에 의해 전체적인 편차가 작아지게 됩니다. 단 편차가
제로에 가까워지면 P항의 효과는 작아집니다. 많은 시
스템에 따라 제어 대상인 파라미터의 편차는 제로에 근
접하여 가까워지지만, 제로를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그
결과 작은 정상 편차가 남게 됩니다.

P 게인을 적절하게 선택하면 I 게인을 천천히 늘려 시스
템 편차가 제로가 되도록 합니다. 많은 시스템의 경우 I
게인은 적은 양으로도 충분합니다. I 게인을 너무 크게
하면 I 게인의 영향이 P 항의 작용을 상회하며, 전체적
인 제어 응답이 늦어져 시스템이 목표값 근처에서 발진
하게 되는 것에 주의하십시오. 발진하는 경우 일반적으
로는 I 게인을 감소시켜 P 게인을 늘림으로써 문제가 해
결됩니다.
D 게인은 시스템 응답을 고속화 할 수 있습니다. 단 D
게인은 출력 스윙을 크게 만들어 모터에 기계적인 손상
을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사용이 필요합니다.

컨트롤러 I(적분) 항은 이 작은 정상편차를 제거하기 위
해 사용됩니다. 이를 위해 작은 정상편차가 시간에 따
라 큰 편차로 누적됩니다. 이 누적 오차 신호를 I 게인
팩터와 곱한 값이 PID 컨트롤러의 I 출력항이 됩니다.
PID 컨트롤러인 D(미분) 항은 컨트롤러의 속도를 높이
기 위해 사용되며, 편차신호의 변화 레이트에 응답합니
다. D 항 입력은 직전 편차 값으로부터 현재의 편차 값
을 빼서 구합니다. 이 편차의 델카값을 D 게인 팩터로
곱한 것이 PID 컨트롤러의 D 출력항이 됩니다. 시스템
편차의 변화가 빠르면 컨트롤러의 D항으로부터 얻어지
는 제어 출력도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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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PIC30F DSC를 사용한 PMSM 모터의 정현파 제어
로터 섹터의 계산
여기서 다시 그림 2의 소프트웨어 블록 다이어그램을
참조해 보면, 정현파 전압 생성에는 로터 섹터 값이 필
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터 섹터란 로터의 절
대 위치를 60도 단위의 전기 각도로 표시한 것입니다.
이 정보는 3개의 홀 효과 센서로부터 디지털 값을 읽어
얻어집니다. 소프트웨어의 Rotor Sector Calculation
블록에서는 3개의 홀 효과 센서 인터럽트(그림 8의
CN5, IC8, IC7 인터럽트)를 사용합니다. 섹터는 표 8
에서의 관계를 사용하여 계산합니다.

표 8:

섹터와 각도 위치의 관계

Hall C

Hall B

Hall A

Sector

0

0

0

Invalid

0

0

1

4

0

1

0

2

0

1

1

3

1

0

0

0

1

0

1

5

1

1

0

1

1

1

1

Invalid

실제 모터의 회전 방향(Current_Direction)을 계산
하려면 홀 효과 센서 인터럽트의 최후 2개 연속된 센서
를 비교합니다. 표 9는 최후 2개의 섹터에 기반한 회
전 방향의 계산 방법을 종합한 것입니다.

표 9:

계산에 따라 구한 Rotor Sector의 값을 계측 속도와 최
대 위상 전진으로 수정하면, 정현파 전압의 위상 각도
를 정할 수 있습니다.

위상 전진
통상적인 상태에서 모터 속도는 인버터로부터 모터 구
너선에 공급되는 전압에 의해 제한을 받습니다. 그
림 11에 표시된 전압 A와 홀 A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
듯이 일반적으로 모터 권선에 걸리는 전압은 로터의 위
치와 동기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로터의 자장으로부터
90도 앞선 회전 전장이 스테이터에 생성되며, 이때 로
터의 암페어당 토크는 최대치가 됩니다.

그림 11:

위상 전진이 구동 전압에
미치는 영향
0

60

120

180

240

300

0

60

VOLTAGE A

HALL A

VOLTAGE A
With Phase
Advance

현재 회전 방향의 계산

LastSector

Sector

Current_Direction

0

1

CCW

1

2

CCW

2

3

CCW

3

4

CCW

4

5

CCW

5

0

CCW

0

5

CW

1

0

CW

2

1

CW

3

2

CW

4

3

CW

5

4

CW

실제 모터 회전 방향은 Speed Calculation 블록에서 사
용합니다. 실제 회전 방향이 CCW인 경우 속도는 음의
값이 됩니다.
다음 코드는 이 프로세스를 나타낸 것입니다.
// MeasuredSpeed sign adjustment based on
// current motor direction of rotation
if (Current_Direction == CCW)
MeasuredSpeed = -MeasuredSpeed;

 2019 Microchip Technology Inc.

스테이터에 생기는 장(field)을 각도 0만큼 시프트하면
, 스테이터와 로터 사이에 생기는 자장은 커집니다. 이
위상 전진을 추가함으로써 로터에는 음의 장이 발생하
며 이에 따라 로터의 영구자석에 따라 발생하는 장도 작
아집니다. 이 위상 시프트에는 아래 서술한 것과 같이
몇 가지 중요한 영향이 존재합니다.
• 위상 전진에 따라 장의 벡터가 커지므로 공칭 속도
한계를 넘어 속도 범위가 확대됨.
• 위상 전진에 따라 로터에는 음의 장이 발생하므로
로터의 장이 약화됨. 장이 약화되면 모터의 전체
적인 토크 출력이 저하됨.
• 위상 전진을 사용하면 스테이터 장이 로터의 장과
반대로 작용하므로 모터의 소비전류, 모터 동작
온도, 가청 대역 노이즈가 커짐.
모터의 속도 범위를 증가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애플리
케이션에서는 위상 전진 알고리즘이 권장됩니다. 이 알
v1.1.c 파일 내의
고리즘은 SinusoidalBLDC
PHASE_ADVANCE를 정의하면 활성화(Enable)됩니다.
이 애플리케이션 노트에서 이 기능은 비활성화(Disable)되어 있습니다.
#define PHASE_ADVANCE

// for extended
// speed ranges this
// should be 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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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에 대해 펄스 폭을 생성하는 처리는 몇 가지 간단한 등
식으로 간략화됩니다. 3개의 인버터 출력은 각각 + 버
스 레일 또는 - 버스 레일 중 하나의 상태가 됩니다. 따
라서 출력은 표 10과 같이 8가지(23 = 8) 가능한 상태
로 나뉘어집니다.

공간 벡터 변조를 사용한 정현파 생성
PMSM 모터의 정현파 제어에서 최종적인 처리 단계는 3
상 모터 전압 신호에 대한 펄스 폭 변조(PWM) 신호의
생성입니다. 공간 벡터 변조(SVM)를 사용하면 3상 각

표 10:

공간 벡터 변조의 인버터 상태

C

B

A

Vab

Vbc

Vca

Vds

Vqs

Vector

0

0

0

0

0

0

0

0

0

0

U(000)

1

VDC

0

0

-VDC

2/3Vdc

0

U0

1

1

0

VDC

-VDC

VDC/3

VDC/3

U60

0

1

0

-VDC

VDC

0

-VDC/3

VDC/3

U120

1

1

0

-VDC

0

VDC

-2VDC/3

0

U180

1

0

0

0

-VDC

VDC

-VDC/3

-VDC/3

U240

1

0

1

VDC

-VDC

0

VDC/3

-VDC/3

U300

1

1

1

0

0

0

0

0

U(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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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PIC30F DSC를 사용한 PMSM 모터의 정현파 제어
이중 3개의 출력이 모두 + 버스 또는 - 버스에 연결된 2
가지 상태에 대해서는 어느 상에서도 라인 간 전압이 존
재하지 않으므로 NULL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
한 상태는 SVM 스타의 원점에서 플롯(plot)됩니다. 그
외 6가지 상태는 그림 12와 같이 각각 60도씩 다른 회
전 각도의 벡터로서 표시됩니다.

그림 12:

공간 벡터 변조
U120(010)

III
U180(110)

000

100

110

111

111

110

T0/4

T1/2

T2/2

T0/4 T0/4

T2/2

100

000

PWM1

PWM2

II

U(111)

PWM3

I
U(000)

U0(001)

그림 15는 SVM을 사용한 듀티 사이클에서의 완벽한
전기 각도를 갖는 1회전을 보여 줍니다. 값은
0%~100%의 듀티 사이클을 나타냅니다.

VI

U240(100)

T1/2 T0/4

T

V

그림 15:

U300(101)

공간 벡터 변조에서 합성 벡터는 모두 인접한 2개의 벡
터 성분 합계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림 13에서는
UOUT이 목표하는 합성 벡터입니다. 이 벡터는 U60과
U0 사이의 섹터에 존재합니다. 주어진 PWM 주기 T에
대해, T1/T에서는 U0이 출력되며 T2/T에서는 U60이
출력된다고 하면 이 주기의 평균이 UOUT이 됩니다.

SVM을 사용한
라인 /그 라운드 간 전압

100%

50%

평균 공간 벡터 변조
U60(011)

T = T1 + T2 + T0 = PWM Period
UOUT =

주기 T에 따른 PWM

U60(011)

IV

그림 13:

그림 14:

0%
SVM
Sector

I

II

IV

V

VI

PWM1
PWM2
PWM3

UOUT

T1 * U0 + T2 * U60
T

T2/T * U60
T1/T * U0

U0(001)

그 결과 얻어지는 라인 간 전압은 그림 16과 같습니다.
모든 진폭의 정현파 전압이 모터 권선에 공급되게 됩니
다.

그림 16:
T1과 T2의 값은 0~60 전기 각도에 대해 172가지의 정
현파 소수값을 포함한 룩업 테이블로부터 얻어집니다.
그 결과 6개의 세그먼트 각각에 대해 하나의 축이 그 세
그먼트의 정반대에 위치하며, 남은 2개의 축은 대칭으
로 세그먼트의 경계에 위치합니다. 이들 2개의 경계축
을 따른 벡터 성분의 값은 T1 및 T2와 동일합니다. 이
애플리케이션 노트에 첨부된 SVM.c 파일을 참조하십
시오.
그림 14에 표시된 것처럼 PWM 주기 T에 대해 T1/T에
서는 벡터 T1이 출력되며, T2/T에서는 벡터 T2가 출
력됩니다. 그 외 주기에서는 NULL 벡터가 출력됩니다
. dsPIC30F 디바이스는 센터 정렬 PWM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주기 중앙에 대해 파형이 좌우 대칭됩니다. 이
러한 구성을 통해 매 주기마다 라인 간에 2개의 펄스가
얻어집니다. 실질적인 스위칭 주파수는 2배가 되며 파
워 디바이스의 스위칭 손실을 증가시키지 않고도 리플
전류를 낮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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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SVM을 사용한 라인 간 전압

+VDC

0V

-VDC
SVM
Sector

I

II

III

IV

V

VI

Va - Vb
Vb - Vc
Vc - 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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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dsPIC30F2010 PSMS 모터를 정현파 전압으로 제어하
는 이상적인 저비용 솔루션입니다. MCPWM 드의 모터
제어용 주변 장치와 강력한 처리능력이 결합되어 공간
벡터 변조에 따른 정현파 생성이나 PID 루프에 따른 모
터 속도 제어 등, 다양한 알고리즘을 이용할 수 있습니
다.
dsPICDEM™ MCLV 개발 보트에는 이러한 애플리케이
션 동작에 필요한 하드웨어가 갖추어져 있어 시스템 전
체 비용을 낮출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소프트웨어 파일이 AN1017.zip에 압축되어
있으며 Microchip 웹사이트 ww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개정 내역
리비전 A (2005년 12월)
• 본 문서의 최초 릴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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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chip 디바이스의 코드 보호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Microchip 제품은 특정 Microchip 데이터 시트에 포함된 사양을 충족합니다.
• Microchip 은 자사 제품군을 의도한 방식에 따라 정상 조건에서 사용할 경우 현재 시장에 출시된 동종 제품 중 가장 안전한 제품군으
로 봅니다.
• 코드 보호 기능을 훼손하는 데 부정 및 심지어 불법적인 수단까지 이용되고 있습니다. Microchip 이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이러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Microchip 데이터 시트에 포함된 작동 사양 외의 방법으로 Microchip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 대부
분의 경우 이러한 행위를 하는 자는 지적 자산 도용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 Microchip 은 코드 안전성에 대해 우려하는 고객과 협력하고자 합니다.
• Microchip 이나 다른 반도체 제조업체도 코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코드 보호는 Microchip 이 제품의 " 침해 불가능성 " 을
보증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코드 보호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Microchip 은 당사 제품의 코드 보호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
다.
Microchip 의 코드 보호 기능을 훼손하려는 시도는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위반에 해당할 수 있
습니다.
이러한 행위에 의해 귀하의 소프트웨어 또는 기타 저작권을 소유한 작업물에 무단 액세스가 이루어졌다면 해당 법률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수있습니다.

디바이스 애플리케이션 및 유사 내용과 관련하여 본 출판물에포함된 정
보는 귀하의 편의를 위해 제공된 것이며 업데이트로대체될 수 있습니다
. 귀하의 애플리케이션이 해당 사양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귀하의
책임입니다. Microchip은 정보와 관련하여 명시적, 묵시적, 서면, 구
두, 법적 또는 다른 보증이나 진술을 하지 않으며, 여기에는 조건, 품질
, 성능, 상업성,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을 포함하되 이에 제한되지 않습
니다. Microchip은 이 정보 및 이 정보의 사용으로 발생한 모든 책임을
부인합니다. Microchip 디바이스를 생명 유지 및 / 또는 안전 애플리케
이션 용도로 사용하는 위험은 전적으로 구매자에게있으며, 구매자는 그
러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 청구, 소송 또는 비용으로부터
Microchip을 옹호, 보호하며 배상을 약속하는 데 동의합니다. Microchip
지적 재산권 하에 어떠한 라이센스도 묵시적 또는 다른 방식으로 제공되
지 않습니다.

상표
Microchip 이름과 로고, Microchip 로고, AnyRate, AVR, AVR 로고, AVR
Freaks, BeaconThings, BitCloud, CryptoMemory, CryptoRF, dsPIC,
FlashFlex, flexPWR, Heldo, JukeBlox, KEELOQ, KEELOQ logo, Kleer,
LANCheck, LINK MD, maXStylus, maXTouch, MediaLB, megaAVR,
MOST, MOST 로고, MPLAB, OptoLyzer, PIC, picoPower, PICSTART,
PIC32 로고, Prochip Designer, QTouch, RightTouch, SAM-BA,
SpyNIC, SST, SST 로고, SuperFlash, tinyAVR, UNI/O, XMEGA 는 미
국 및 기타 국가에서 Microchip 의 등록 상표입니다.
ClockWorks, The Embedded Control Solutions Company, EtherSynch,
Hyper Speed Control, HyperLight Load, IntelliMOS, mTouch, Precision
Edge, Quiet-Wire는 미국에서 Microchip Technology Incorporated의
등록 상표입니다.
Adjacent Key Suppression, AKS, Analog-for-the-Digital Age, Any
Capacitor, AnyIn, AnyOut, BodyCom, chipKIT, chipKIT 로고,
CodeGuard, CryptoAuthentication, CryptoCompanion,
CryptoController, dsPICDEM, dsPICDEM.net, Dynamic Average
Matching, DAM, ECAN, EtherGREEN, In-Circuit Serial Programming,
ICSP, Inter-Chip Connectivity, JitterBlocker, KleerNet, KleerNet logo,
Mindi, MiWi, motorBench, MPASM, MPF, MPLAB Certified logo,
MPLIB, MPLINK, MultiTRAK, NetDetach, Omniscient Code
Generation, PICDEM, PICDEM.net, PICkit, PICtail, PureSilicon,
QMatrix, RightTouch logo, REAL ICE, Ripple Blocker, SAM-ICE, Serial
Quad I/O, SMART-I.S., SQI, SuperSwitcher, SuperSwitcher II, Total
Endurance, TSHARC, USBCheck, VariSense, ViewSpan, WiperLock,
Wireless DNA, and ZENA는 미국 및 기타 국가에서 Microchip 의 상표
입니다.
SQTP는 미국에서 Microchip Technology Incorporated 의 서비스 마
크입니다.
Silicon Storage Technology는 기타 국가에서 Microchip Technology
Incorporated 의 등록 상표입니다.
GestIC는 기타 국가에서 Microchip Technology Inc.,의 자회사인
Microchip Technology Germany II GmbH & Co.KG 의 등록 상표입니
다.
위에 언급된 다른 모든 상표는 각각 해당 회사의 자산입니다.
© 2019, Microchip Technology Incorporated, All Rights Reserved.
ISBN: 978-1-5224-4823-5

Microchip received ISO/TS-16949:2002 quality system certification for
its worldwide headquarters, design and wafer fabrication facilities in
Chandler and Tempe, Arizona and Mountain View, California in
October 2003. The Company’s quality system processes and
procedures are for its PICmicro® 8-bit MCUs, KEELOQ® code hopping
devices, Serial EEPROMs, microperipherals, nonvolatile memory and
analog products. In addition, Microchip’s quality system for the design
and manufacture of development systems is ISO 9001:2000 cert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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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2355 West Chandler Blvd.
Chandler, AZ 85224-6199
Tel: 480-792-7200
Fax: 480-792-7277
기술지원 :
http://www.microchip.com/
support
웹사이트 :
www.microchip.com
아틀란타
Duluth, GA
Tel: 678-957-9614
Fax: 678-957-1455
오스틴 , TX
Tel: 512-257-3370
보스턴
Westborough, MA
Tel: 774-760-0087
Fax: 774-760-0088
시카고
Itasca, IL
Tel: 630-285-0071
Fax: 630-285-0075
클리블랜드
Independence, OH
Tel: 216-447-0464
Fax: 216-447-0643
달라스
Addison, TX
Tel: 972-818-7423
Fax: 972-818-2924
디트로이트
Novi, MI
Tel: 248-848-4000
휴스턴 , TX
Tel: 281-894-5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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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317-773-8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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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949-462-9523
Fax: 949-462-9608
뉴욕 , NY
Tel: 631-435-6000
새너제이 , CA
Tel: 408-735-9110
캐나다 - 토론토
Tel: 905-673-0699
Fax: 905-673-6509

아태평양 지사
Suites 3707-14, 37th Floor
Tower 6, The Gateway
Harbour City, Kowloon
홍콩
Tel: 852-2943-5100
Fax: 852-2401-3431
호주 - 시드니
Tel: 61-2-9868-6733
Fax: 61-2-9868-6755
중국 - 베이징
Tel: 86-10-8569-7000
Fax: 86-10-8528-2104
중국 - 청두
Tel: 86-28-8665-5511
Fax: 86-28-8665-7889
중국 - 충칭
Tel: 86-23-8980-9588
Fax: 86-23-8980-9500
중국 - 동관
Tel: 86-769-8702-9880
중국 - 항저우
Tel: 86-571-8792-8115
Fax: 86-571-8792-8116
중국 - 홍콩 SAR
Tel: 852-2943-5100
Fax: 852-2401-3431
중국 - 난징
Tel: 86-25-8473-2460
Fax: 86-25-8473-2470
중국 - 칭다오
Tel: 86-532-8502-7355
Fax: 86-532-8502-7205
중국 - 상하이
Tel: 86-21-5407-5533
Fax: 86-21-5407-5066
중국 - 센양
Tel: 86-24-2334-2829
Fax: 86-24-2334-2393
중국 - 센젠
Tel: 86-755-8864-2200
Fax: 86-755-8203-1760
중국 - 우한
Tel: 86-27-5980-5300
Fax: 86-27-5980-5118
중국 - 시안
Tel: 86-29-8833-7252
Fax: 86-29-8833-7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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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중국 - 샤먼
Tel: 86-592-2388138
Fax: 86-592-2388130
중국 - 주하이
Tel: 86-756-3210040
Fax: 86-756-3210049
인도 - 방갈로르
Tel: 91-80-3090-4444
Fax: 91-80-3090-4123
인도 - 뉴델리
Tel: 91-11-4160-8631
Fax: 91-11-4160-8632
인도 - 푸네
Tel: 91-20-3019-1500
일본 - 오사카
Tel: 81-6-6152-7160
Fax: 81-6-6152-9310
일본 - 도쿄
Tel: 81-3-6880- 3770
Fax: 81-3-6880-3771
한국 - 대구
Tel: 82-53-744-4301
Fax: 82-53-744-4302
한국 - 서울
Tel: 82-2-554-7200
Fax: 82-2-558-5932 or
82-2-558-5934
말레이시아 - 쿠알라룸푸르
Tel: 60-3-6201-9857
Fax: 60-3-6201-9859
말레이시아 - 페낭
Tel: 60-4-227-8870
Fax: 60-4-227-4068
필리핀 - 마닐라
Tel: 63-2-634-9065
Fax: 63-2-634-9069
싱가포르
Tel: 65-6334-8870
Fax: 65-6334-8850
대만 - 신주
Tel: 886-3-5778-366
Fax: 886-3-5770-955
대만 - 까오슝
Tel: 886-7-213-7828
대만 - 타이페이
Tel: 886-2-2508-8600
Fax: 886-2-2508-0102
태국 - 방콕
Tel: 66-2-694-1351
Fax: 66-2-694-1350

오스트리아 - 벨스
Tel: 43-7242-2244-39
Fax: 43-7242-2244-393
덴마크 - 코펜하겐
Tel: 45-4450-2828
Fax: 45-4485-2829
프랑스 - 파리
Tel: 33-1-69-53-63-20
Fax: 33-1-69-30-90-79
독일 - 뒤셀도르프
Tel: 49-2129-3766400
독일 - 카를스루헤
Tel: 49-721-625370
독일 - 뮌헨
Tel: 49-89-627-144-0
Fax: 49-89-627-144-44
이탈리아 - 밀라노
Tel: 39-0331-742611
Fax: 39-0331-466781
이탈리아 - 베니스
Tel: 39-049-7625286
네덜란드 - 드루넨
Tel: 31-416-690399
Fax: 31-416-690340
폴란드 - 바르샤바
Tel: 48-22-3325737
스페인 - 마드리드
Tel: 34-91-708-08-90
Fax: 34-91-708-08-91
스웨덴 - 스톡홀름
Tel: 46-8-5090-4654
영국 - 워킹엄
Tel: 44-118-921-5800
Fax: 44-118-921-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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